
빠른 시작 안내서
매일 경전 공부 목표

올해의 변경 사항

2021년 1월 1일부터 과목 학점을 이수하고자 하는 세미나리 학생들은 학기 수업 일수의 최소 75% 

이상의 진도에 해당하는 범위만큼 경전을 읽어야 한다.(정책 지침서의 “과정 이수와 졸업을 위한 경

전 읽기 기대치” 참조) 교사는 학생들이 매일 경전 공부 목표를 세우고 유지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이

를 달성하도록 도울 수 있다.

매일 경전 공부의 가치

러셀 엠 넬슨 회장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. “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추구할 때, 우리는 그 어

느 때보다도 그의 말을 듣고자 의도적으로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. 그러려면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

가르침과 그분의 진리로 우리의 일상을 채우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끊임없이 필요합니다. … 매일 하

나님의 말씀에 몰두하는 것은 특히 점점 더 크게 격동하는 요즈음 같은 때에 영적 생존을 위해 매

우 중요합니다. 매일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할 때,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가 한 번도 예상하

지 못했던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 줍니다.”(“그의 말을 들으라”, 2020년 4월 연차 대회)

여러분은 학생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

교사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마다 경전과 관련된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도울 

수 있다. 매 학기 초에 교사는 경전 공부가 어떤 가치가 있으며, 경전 공부가 어떻게 학생들이 구주 

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는 데 도움이 되는지 토론할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. 학생들은 매일 경

전 공부 목표를 세우도록 독려받아야 한다.

교사는 학생들이 매일 개인 경전 공부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. 교사는 다음과 

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.

• 경전과 현대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활용하여, 매일 경전 공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

분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한다.

• 학생들이 적절하고 의미 있으며 자신의 필요와 능력에 맞는 매일 경전 공부 목표를 세우도록 돕

는다.

• 학생들을 파악하고 그들의 경전 공부가 어떠한지 정기적으로 확인한다.

• 개인 경전 공부를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해 무엇을 배우고 느끼는지를 수

업 시간에 간증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기회를 마련한다.

• 수업 시간에 mySeminary 앱 또는 기타 기록 방법으로 매일 개인 경전 공부의 진행 상황을 추적

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학생들이 책임감을 갖도록 계속해서 돕는다.

• 학생들의 경전 읽기가 75% 미만 수준으로 떨어졌을 때는 보충해서 경전을 더 읽도록 격려함으로

써 도움을 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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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사를 위한 참고 자료

• 모든 교사는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에서 가르친 경험이나 월별 토론을 통해 현임 훈련 지도자

에게 훈련을 받아야 한다. 이 훈련에 대한 현지 조정은 지역의 책임자와 협의하여 이루어져야  

한다. 

• 학생들이 mySeminary 앱에서 매일 경전 읽기를 기록하고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안 사항

은 https://web.microsoftstream.com/channel/8600711f-29ec-40c8-99d2-c1240a7204ec에

서 찾을 수 있다.

• mySeminary 앱을 사용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현지 상황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.

• 정책 지침서의 “보충 과제” 편에 있는 원리는 경전 읽기가 75% 미만 수준으로 떨어진 학생을 도

울 때 적용해야 한다. 경전 읽기 보충 과제의 예는 위에 언급된 현임 훈련 모임 개요에서 찾을 수 

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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